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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론

현재 철강산업의 주요부분인 강판제조업체에서는 

강철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연속도금라인 설비를 

갖추고 있다. 이 연속도금라인에서 용융도금강판의 

박부착 작업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. 
Fig. 1은 현재 강판의 도금라인에서 아연도금을 위

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어나이프(air-knife) 장비의 개

략도를 보여주고 있다. 에어나이프의 주요한 역할은 

용융 아연이 들어 있는 포트를 강판이 지나면서 러

프하게 도금되어지면 이를 원하는 도금 두께로 조절

해주는 도금 두께 조절장치이다. 기존 연속 도금라

인에 사용하고 있는 도금 두께 조절장치는 대부분 

에어나이프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. 이 장치는 전량 

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여

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. 먼저 100 dB이상의 

높은 소음이 발생하며, 아연도금 중 공기와 Zn 이 

반응하여 ZnO(top dross) 와 같은 산화 폐기물이 발

생한다. 따라서 이 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환경적인 

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.
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도막 두께 

조절장치인 에어나이프의 대체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

기초연구로서 마그네트를 이용하여 강판을 비접촉 

으로 진동시켜 도막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

개발하고자 한다. 비접촉 가진기 개발 및 자기장을 

이용하여 축 상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축에 발생하는 

진동을 계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현재 꾸준히 

진행되고 있으며(1),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

하여 마그네틱을 이용한 비접촉 가진장치를 개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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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. 

2. 이론 및 장치의 구성

2.1 운동방정식
비접촉 가진기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중

에 하나가 바로 비접촉으로 대상물을 가진시켰을 때 

외부 가진진동수와 대상물의 진폭 및 진동수가 어떤 

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. 따라서 평판에 

적용하기 전에 먼저 얇은 보를 이용하여 두 진동수

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로 한다. 따라서 보의 강제

진동에 대하여 횡방향(방향)으로 마그네틱에 의한 

외력(2) 가 가해질 때 무차원화된 운동 방정식을 

구하면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(1)

벡터     이다. 여기서 

      


   

 

  





   

   (2)

Fig. 1 Air-knife for Zinc coating control syst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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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는 자력에 의한 가진 위치, 는 외력진동

수이다. 따라서 식 (1)의 계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

가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3)

여기서 는 파이프의 동적응답이다. 식 (3)을 식 

(1)에 대입하면 계의 지배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

을 수 있다. 

                   (4)

식 (4)를 이용하여 외력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동적

응답을 구할 수 있다. 

2.2 장치의 구성
Fig. 2는 자력을 이용한 비접촉 가진장치의 개략

도를 나타낸 것이다. 먼저 2개의 전자석을 드라이버

를 이용하여 각각 On/Off 의 쌍으로 작용하도록 설

정한 후에 원하는 진동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

그래밍한다. 즉, 도금용 강판은 자성체이므로 두 개

의 전자석이 On/Off 의 쌍(역위상을 갖는 sine 곡선)
을 가지면 번갈아 강판을 당기는 효과를 가지므로 

강판은 진동하게 된다. 원하는 가진 주파수를 부여

Fig. 2 Principle of noncontact exciter

한 후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강판의 실제 진동수 

및 진폭을 측정하여 입력주파수와의 관계를 규명한

다. 이 두 진동특성에 대한 관계가 결정되면 실제 

도금한 후 입력 주파수와 도금두께에 대한 연관성을 

검토하고,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가진 주파수를 결

정한다. 이러한 연관성 검토를 위하여 외력의 크기

를 조절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어에 의하여 전자석

의 위치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, 도막의 두께 

측정을 위한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

록 설계한다.

3. 결  론

이 연구에서는 강판의 연속도금라인에서 도막 두

께 조절장치인 에어나이프의 대체장비를 개발하기 

위한 기초연구로서 마그네트를 이용하여 강판을 비

접촉으로 진동시켜 도막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

를 개발하고자 한다. 마그네틱에 의한 비접촉 힘과 

강판의 진동특성을 고찰하여 관계식을 도출하고, 향

후 연구로서 강판의 도금 두께조절이 가장 용이한 

최적 주파수 및 진폭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

구를 수행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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